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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 때문에 대회출전 자체

를 고민했던 대니 윌렛(29잉글랜드)

이 2016년 첫 메이저 골프대회마스터

스토너먼트에서대박을터뜨렸다

윌렛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

타내셔널골프클럽(파727435야드)에서열린제80회마

스터스토너먼트마지막날 4라운드에서보기없이버디

5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5언더파 283타를친윌렛은조던스피스(미국)와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이상 2언더파 286타)를 3타차로

제치고생애처음그린재킷을차지했다우승상금은180

만달러(약 20억7600만원)

대니윌렛은사실이대회출전을놓고고민이많았다아

내니콜이4월초에아들을출산할예정이었기때문이다

윌렛은 첫아이라만일출산예정일이마스터스기간

과겹치면대회에나가지못할것이라고메이저대회보

다가족을우선하겠다는뜻을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 마스터스에 출전해 공동 38위의 성

적을냈고메이저 대회개인최고 성적은지난해브리티

시오픈 공동 6위였다 아직 20대 젊은 나이라 앞으로 출

전할 메이저 대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메이저 대회 출전 기회가 자주 돌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윌렛에게도 올해 마스터스는 놓치고 싶지 않

은기회일터였다

그러나 하늘이 도운 탓인지 윌렛의 아내 니콜은 예정

일보다이른지난 1일에아들을순산했고윌렛은가벼운

마음으로대회가열리는미국조지아주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으로발걸음을옮길수있었다

윌렛은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주로 활약하는선수라

국내 팬들에게는 비교적 낯선 이름이지만 유럽투어에서

통산 4승을거둔 숨은강자다 지난해 7월오메가유러피언마스터스와올해 2월오메가

두바이데저트클래식등비교적규모가큰유럽투어를제패하며실력을인정받았다 세

계랭킹역시 12위로 톱랭커라고불려도손색이없는순위에올라있는선수다 아마추

어 시절인 2007년 잉글랜드 아마추어 선수권대회를 제패했고 2008년에는 아마추어 세

계랭킹 1위까지올랐던실력파다 2008년 5월 프로로전향했으며 2012년 6월 유럽투어

BMW인터내셔널오픈에서프로첫우승을달성했다

원래윌렛아내의출산예정일은미국현지날짜로윌렛이우승을차지한 10일이었다

윌렛으로서는원래이날만나기로했던아들을열흘정도일찍품에안았고 아빠의힘

을발휘해마스터스그린재킷을입게된뜻깊은날이됐다

한편잉글랜드선수가마스터스챔피언이된것은닉팔도(198919901996년) 이후 20

년만에윌렛이두번째다 연합뉴스

아빠의 힘으로 입은 그린 재킷

10일(현지시각)미국조지아주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끝난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서우승한대니윌렛(잉글랜드)이그린재킷을입고엄지를치켜올리고있다 연합뉴스

3초에 100슈퍼카 영암 온다

영화 분노의질주더세븐에 나온슈

퍼카들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

길이561)에서질주본능을과시한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5월

131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하는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

당(5월5일15일)행사기간중아시아

의 최대 스피드 축제의 하나인 AFOS

(Asia Festival of Speed) 대회를 연

다고밝혔다

특히 이번 AFOS대회의 최상급 클래

스인 GT(Grand Touring)아시아한국

대회에는일반인들이경험하기힘든세

계적인슈퍼카들이선보인다

GT3 GTM 클래스등 2개세부클래

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서는 페라리

458 이탈리아 아우디 R8을 비롯해 애

스턴마틴밴티지벤틀리컨티넨탈 맥라

렌 650S 등 8개 메이커 20대 이상의 다

양한슈퍼카들이출전한다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가 직접 제

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V8 45L 엔진을 장착해 최

고출력 550마력을 자랑한다 시판차 기

준으로 최고 속도는 325 100까지

도달 시간은 3초에 불과하고 가격은 약

4억3000만원이다

애스턴마틴 밴티지 GT3는 V12 60L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600마력의 힘

으로 318의 최고속도를 자랑하고 트

윈 터보엔진을 적용한 벤틀리 GT는 최

고출력 600마력의슈퍼카들이다 100

까지 도달시간은 4초대로 가격은 4억

3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에달한다

GT아시아는1시간동안누가더멀리

주행했는가에따라순위를결정하는 주

행거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규정상 경

주거리는 90140 특별한 상황이 발

생할 경우 4060분 동안 주행 후 레이

스를마치는것으로돼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2명의 드라이버

가레이스를펼치는데레이스시작후 25

분에서 35분사이에처음출발한드라이

버는 반드시 피트로 들어와 두 번째 드

라이버와교체해야한다는것이다

GT아시아 한국대회를 관람할 수 있

는 AFOS 티켓 온라인 구매는 옥션이

나 G마켓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전남개발공사KIC사업소(www

koreacircuitkr 06128842423)로

문의하면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시아최대축제AFOS 대회

8개메이커 20대 스피드경합

역대 마스터스 우승자대니 윌렛 마스터스 첫 우승

아들출산앞당겨져출전 대박

아시아최대스피드경주대회인AFOS의최상급클래스인GT는슈퍼카들의경연

장이다 <전남개발공사제공>

그린재킷입은새내기아빠


